더샵 오포센트리체(고산1지구 C2블럭) 단지 내 상가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홍보관 운영 안내
▣ ‘더샵 오포센트리체 단지내상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사전예약제 신청 방법 : 전화번호 1544-8483으로 전화 후 상담일시 예약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상담 가능)
▪ 홍보관 방문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및 홍보관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홍보관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코
 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홍보관 방문가능기간, 입찰 일정, 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사전예약제 운영에 따른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1544-8483)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내상가 입점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 주택정책과 - 41217호(2021.09.17)로 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33번지 일원(고산1지구 C2블럭)
▣ 공급면적 : 대지면적 68,594.00㎡ / 연면적 248,538.70㎡ 중 단지내상가 1,426.69㎡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2개동 15호실
▣ 입점 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점 지정기간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
▣ 공급내역
군

동 호수 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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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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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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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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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44.1000
45.5700
36.4000
46.2800
40.0500
40.0500
40.0500
41.3800

공급면적
공용

12.1300
7.6400
7.6400
7.6400
7.6400
7.6400
7.6400
7.6400
7.8900
102.0500
129.7500
112.2800
112.2800
112.2800
116.0000

계약

82.2000
51.7400
51.7400
51.7400
51.7400
51.7400
51.7400
51.7400
53.4600
138.4500
176.0300
152.3300
152.3300
152.3300
157.3800

대지
지분

42.5900
26.8200
26.8200
26.8200
26.8200
26.8200
26.8200
26.8200
27.7000
22.1400
28.1400
24.3500
24.3500
24.3500
25.1600

대지비

135,684,417
91,026,001
87,272,532
85,395,797
85,395,797
87,272,532
89,149,266
92,902,736
99,877,836
70,486,831
88,631,999
86,074,802
89,484,398
91,187,738
97,750,481

내정가격

건축비

723,195,985
485,167,272
465,161,335
455,158,366
455,158,366
465,161,335
475,164,303
495,170,240
532,347,422
375,693,790
472,407,274
458,777,453
476,950,548
486,029,329
521,008,654

부가세

72,319,598
48,516,727
46,516,133
45,515,837
45,515,837
46,516,133
47,516,430
49,517,024
53,234,742
37,569,379
47,240,727
45,877,745
47,695,055
48,602,933
52,100,865

합계

931,200,000
624,710,000
598,950,000
586,070,000
586,070,000
598,950,000
611,830,000
637,590,000
685,460,000
483,750,000
608,280,000
590,730,000
614,130,000
625,820,000
670,860,000

(단위: 원, ㎡, 부가세포함)

분양대금 납입일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일 2022.03.15 입주지정일
10%
10%
80%
93,120,000 93,120,000 744,960,000
62,471,000 62,471,000 499,768,000
59,895,000 59,895,000 479,160,000
58,607,000 58,607,000 468,856,000
58,607,000 58,607,000 468,856,000
59,895,000 59,895,000 479,160,000
61,183,000 61,183,000 489,464,000
63,759,000 63,759,000 510,072,000
68,546,000 68,546,000 548,368,000
48,375,000 48,375,000 387,000,000
60,828,000 60,828,000 486,624,000
59,073,000 59,073,000 472,584,000
61,413,000 61,413,000 491,304,000
62,582,000 62,582,000 500,656,000
67,086,000 67,086,000 536,688,000

※ 상기 금액은 내정가 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입찰가격에 따라 변동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분양대금 납부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 공통사항
- 면적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당사에서 위치, 층, 면적 등을 감안 조정하여 책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전체(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최저입찰가격(내정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호수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 지연이자,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수납 처리되며, 지연이자 및 잔금 미납시 입점 또는 열쇠 수령이 불가하므로 지연이자 및
잔금은 입점지정일 또는 열쇠 수령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점할 때는 잔금 중 10%는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되
며, 사용 승인 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 상담 등은 입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입주자 모집공고, 계약서 등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인의 자격사항 및 상황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입찰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어 미확인, 오류 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음을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찰, 낙찰 후 미계약, 계약 취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미분양 잔여 호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공급합니다.
- 근생2는 아파트 단지 기준 지하 1층이며, 단지 외부에서는 지상 1층으로 보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생1의 ‘102호, 103호’는 ‘편의점 및 자유업종’으로 업종 지정이며, 2개 호실을 신청단위(일괄입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외 호실에서는 ‘편
의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으며, ‘담배권(담배소매인의 지정)’ 신청은 지정업종이 ‘편의점’ 입점자에 한하며, 그 외 호실에서는 ‘담배권(담배소매인
의 지정)’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편의점’ 영업 제한 및 ‘담배권 신청’ 제한은 승계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항은 지자체의 소관 사항이며, 해당 단지 주위의 타 상가가 위치하거나, 입점할 수 있어 업종 중복이 있을 수 있고, 거
리상 등의 사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 등기 후 지정업종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종보호 등에 관한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
함.(계약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 구성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이 없음.
▣ 단위입찰(블록, 군 입찰)
- 1순위 ‘블록’ 입찰 : C2BL 전체 15개실
- 2순위 ‘군’ 입찰 : 1군(근생1동 102~105호), 2군(근생1동 106~109호), 3군(근생2동 101~103호), 4군(근생2동 104~106호)
▣ 공급방법
- 단위(블록, 군)입찰, 호실별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 신청자격 제한 없음(개인, 법인)
- 1순위(블록) → 2순위(군) 순으로 낙찰자를 우선 선정하며, 순위별 내정가 이상 최고가로 입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단위입찰의 경우 1순위 입찰자가 내정가 이상 낙찰 시, 2순위 입찰은 무효처리함.
- 단위입찰의 경우 공급계약은 개별호실로 체결하여야 함.
- 단위(블록, 군) 입찰 이후 유찰 호실에 대해 개별 호실 입찰을 진행함.
▣ 입찰보증금 및 입찰방법
구분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방법
1순위
일금삼억원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 블록 입찰(블록 전체 15개실 근린생활시설 내정가 총액 이상)
단 (블록입찰) (￦300,000,000원) 입찰금액은 블록 전체 호실 내정가 총액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동별·호실별 입찰은 불가함
위
내정가 공개경쟁입찰–군 입찰(근린생활시설 각 군별 내정가 총액 이상)
입 2순위
일금오천만원
찰 (군 입찰) (￦50,000,000원) 입찰금액은 각 군별 전체 호실 내정가 총액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호실별 입찰은 불가함
1인당 군별 입찰신청은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군별 점포를 낙찰받아 계약할 수 있음(단1인이 동일 군 중복 신청 불가)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 호실별 입찰(근린생활시설 각 호실별 내정가 이상)
개
일금일천만원 1인당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 개의 점포를 낙찰받아 계약할 수 있음(단1인이 동일 호실 중복 신청 불가)
별 개별
입 호실 (￦10,000,000원) ※근생1의 ‘102호, 103호’는 군 입찰에서 유찰 되어 개별호실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2개 호실을 신청단위(일괄입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20,000,000원)
찰

▣ 입찰 및 계약 일정, 장소

구분
공급일정
단위 입찰
입찰
2021.09.27(월) 10:30 ~ 11:30
1순위 : 블록(C2BL 전체 15개실)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021.09.27(월) 12:00 ~ 12:30
2순위 : 군(4개 군)
개별 호실
(단위 입찰 시 유찰 호수)

입찰

계약 일시

오포더샵 단지내상가 홍보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전동 63-20)

2021.09.27(월) 14:00 ~ 16:00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021.09.27(월) 16:30 ~ 17:00

오포더샵 단지내상가 홍보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전동 63-20)

2021.10.01(금) 10:00 ~ 16:00

입찰보증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근린생활시설 - 단위 입찰 : 해당 단위 입찰보증금
우리은행 1005-904-225410 ㈜포스코건설
2개동 15개 호실 - 개별 입찰 : 호실당 1,000만원

납부방법
입찰자명 + 전화번호
(뒷 4자리)예) 핸드폰 뒷4자리 1234번
홍길동의 경우 → 홍길동1234

-해
 당 지정된 계좌에 정해진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고, 반드시 당사 입찰 신청 절차에 따라 입찰 신청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입찰로
인정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입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은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며, 상기 지정계좌 입금 외에는 어떠한 형태도 입찰보증금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 시 입찰자 성명과 연락처 뒤4자리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보증금
입금자, 입찰 신청자가 일치하는 낙찰자에 한하여 낙찰자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미낙찰자의 입찰보증금 환불은 입찰신청 시 등록한 본인(법인)명의의 환불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신청 점포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점포에 대해 동일 명의의 중복 입찰은 불가하며, 향후 중복 입찰자가 낙찰되어 계약 체결 후 적발 시 계
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 주체에 귀속 후 해약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
- 입찰보증금 환불 기간 : 2021년 10월 14일(목) 예정 ※ 환불일정은 다소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 방법 : 입찰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 (환불 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기간 이자는 없으며, 환불
계좌 미제출 또는 환불계좌 및 구비서류, 오류 기재, 계좌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환불 불가 시 환불 가능 계좌사본 제출일로부터 15일 이후
환불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계좌 명의와 입찰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당사는 발생한 사항
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불 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금에서 해당 호실 입찰보증금을 제한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 후 미계약 시 입찰보증금은 사업주체에 귀속되오니, 입찰 전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중하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본인 신청 시

법인 신청 시

내용

• 입찰 신청서 (지정된 입찰 접수처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입찰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입찰보증금 환급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찰 건수 1건당 1부 제출)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입찰보증금
- 단위입찰 : 해당 단위(블록, 군) 입찰보증금  
- 개별입찰 : 입찰 호실 당 금일천만원 (￦10,000,000원)
※ 입찰 장소에서 입찰보증금 입금 시 스마트폰 뱅킹, OTP 등을 구비하시어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은 입금자명 + 핸드폰 번호 뒷 4자리 예) 핸드폰번호 뒷4자리가 1234 홍길동의 경우 → 홍길동1234

• 입찰 신청서 (지정된 입찰 접수처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입찰보증금 환급용)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입찰보증금
- 단위입찰 : 해당 단위(블록, 군) 입찰보증금   
- 개별입찰 : 입찰 호실 당 금일천만원 (￦10,000,000원)
※ 입찰 장소에서 입찰보증금 입금 시 스마트폰 뱅킹, OTP 등을 구비하고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은 법인명으로 입금(주식회사 등 제외)  예) 입찰참가법인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경우 → 포스코건설

• 본인(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 상기 본인입찰 시 구비서류 외 아래서류 추가 구비
• 입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당사 분양홍보관 및 지정된 입찰 접수처에 비치)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입찰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대체
• 대리 신청자의 도장 또는 서명,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입찰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니, 신중히 입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신청서 작성 이전에 모집공고에 공지한 계좌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수납 불가하며
마감 시간 이후 입금 불가함.)
(2) 입찰은 해당 시간까지 입찰 참가신청 후 교부받은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입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3) 단위(블록,군)별, 호실별로 공급자 내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에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표기 금액을 우선함.)
(4) 모집공고상 최저입찰가격(내정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내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최저입찰가격(내정가)이상 동일금액 최고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가격은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7) 입찰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 취소, 교환,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입
 찰 희망 금액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고가 입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이오니,
입찰 희망 금액 결정 시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9) 1인이 다수 호실에 입찰 가능하며. 입찰 호실 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0) 낙
 찰자 발표 시 단위별, 호실별 최고가 입찰자만 공개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은 공급자에 귀속되고, 해당 호실은 추후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처리 합니다.
(11)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은 무효 되고 계약은 해제되며,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공급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일정 및 구비서류
1) 계약기간 및 장소: 2021년 10월 01일(금) 10:00~16: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전동 63-20 오포더샵 단지 내 상가 홍보관
2)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본인 계약 시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구비서류
- 계약금 영수증(계약금의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증 지참, 현금 또는 수표 현장수납 불가)
- 인지세 전자수입인지(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재외동포 :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상가 계약용),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필수제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도장)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외
아래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도장

※ 제반 구비서류(구비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가 완비되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며, 제반 서류를 준비·제출·보완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시기 및 방법
계약금
중도금
10%
10%
계약 시
2022. 03.15
낙찰가액의 10%  - 입찰보증금
낙찰가액의 10%
우리은행 1005-904-225410     예금주 : ㈜포스코건설

구분

금액
납부계좌

잔금
80%
입점 지정일
낙찰가액의 80%

- 공급대금 입금방법 : 지정된 공급금액 납부일에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원은 분양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성명과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타인명의의 입금은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하면 됨.)
예) 근생2의 105호 계약인 홍길동의 경우 ⇒ 2105홍길동 (호실 4자리 + 계약자명)
- 상기 지정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금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완납 및 계약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경우 정식 계약 체결로 간주하여 적용됨을 인지하고, 신중히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입점 예정일보다 입점 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점지정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잔금의 납부가 입점 지정기간 만료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 일에 대한 기간별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 최초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일 이후의 상가 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입찰보증금은 사업 주체로 귀속되며
사업주체가 임의로 분양합니다.
- 낙찰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낙찰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낙찰 및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입찰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낙찰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은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점포에 대한 점포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일 기준 사업 주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개인용)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후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즉시 그 사실을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용)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전 근린생활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개점(원) 및 운영 등에 대한 관련 법규, 규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단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미확인 및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및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점포별 시설용도
주택법 시행령 제7조의 복리시설의 범위 중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건축법
-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 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고시원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함)
시설 용도

장소

※ 해당 공급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연기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더샵 오포센트리체 홈페이지(http://www.더샵오포센
트리체.co.kr)를 통해 재안내 됩니다.
▣ 입찰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모
 집공고일(2021.09.1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토지법상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분양 홍보관에서 해당 건축물, 동, 층, 호수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동, 층, 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오
류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찰 및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 호실의 입찰 접수는 단위별(블록, 군), 호실별 신청을 받고, 2인 이상의 경쟁이 있을 시에는 최저입찰가격(내정가) 이상 최고금액을 신
청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낙찰자에 대해 개별통보는 하지 않고, 착오 방지를 위하여 유선상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찰 및 발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이 최저입찰가격(내정가) 이상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그 가격이 최고가인 경우, 해당 단위 및 호실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단위(블록,군) 입찰, (2021.09.27. 10:30~11:30)과 개별입찰(2021.09.27. 14:00~16:00)의 시간이 상이하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입찰은 단위(블록, 군)입찰 이후 나머지 잔여 호실에 대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찰금액은 단위(블록, 군) 및 호실 당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총액이 아닌 평당가는 무효처리)
- 입찰가격은 한글 기재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 기재 금액이 상이 할 경우 한글 기재 금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입찰금액이 최저입찰가격(내정가)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상기 계약일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급자에 귀속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차순위자가 없을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추첨 시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고 입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신청은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 신청 전 반드시 본 모집공고 및 도면,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신청 및 납부계좌
구분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근린
생활시설

권장용도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바닥면적 합계1천㎡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등(바닥면적 합계300㎡미만)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세탁소 등(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제1종
」
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제외)
근린생활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탁구장,체육도장 등(바닥면적 합계500㎡미만)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 등(바닥면적 합계30㎡미만)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 공연장(극장,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 미만), 종교집회장(500㎡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 일반음식점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제2종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500㎡ 미만]
근린생활시설
- 독서실, 기원/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놀이형시설(500㎡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상기 업종은 예시에 불과하며, 입점 업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관련 법령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금지시설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개점할 수 없으
니 필히 확인 후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다음 표의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함.
01. 일반게임 제공 업소, 청소년게임 제공 업소,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02. 복
 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
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허용됨.
03. 사행행위영업
04.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05. 무도학원 및 무도장
06. 비디오 감상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복합 영상물 제공실
07. 노래연습장

08.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09.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10.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
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11.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
년의 출입과 고용이 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12. 기타 청소년보호법령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설

▣ 유의사항
1)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2. 계약금, 중도금의 내정가를 벗어나는 부분은 주택보증도시공사의 보증책임이 없음
3)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이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함.
4) 개점 후 아파트 입주민과의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의 주체는 분양계약자에 한정함.
5) 분양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여건 및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상가의 주변 환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분양계약자는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건물의 설비) 및 복리시설(시설의 공용부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함.
7) 상가와 인접 동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
원은 분양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8)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와 관련된 소음 등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 해결은 분양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또한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동방지를 위한 설비는 분양계약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분양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9) 보
 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사업일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
(예 : 공인중개사사무소, 담배영업권취득 등)은 유의하여야 하며, 입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영업허가 가능유무는 분양계약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10) 분양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시공사, 관공서 등을 상대로 민원 제기 또는 집회, 시위 등 물리력의 행사를 할 수 없음.
[사업 주체는 업종 보호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하며,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입점자(수분양자) 상호 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11) 전기관련 특약사항
1. 전
 기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분양계약자는 반드시 관리업체 전기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용량증가를 위한 신설 등의 비용부담과 행정사항(각종 인·허가 신청 등)은 분양계약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다.
- 전기시설물 현황
각 점포별로 1층에서 계량이 가능하며 공용부분은 전체 계량임.
구분
용량

1층 전체 점포
3상4선 380V, 5KW

공용부
근생1: 5KW , 근생2 : 42KW

상기 용량은 한국전력에 신청하는 전기용량임. 점포별로 전화수구 1구(1개소), TV수구 1구(1개소)가 있음.
2. 분
 양계약자가 자체 내장공사 후 퇴거 시에는 퇴거 전 반드시 아래 “복원시설물”은 원상태로 복원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업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원시설물
공
 용조명, 천정부착형 화재감시기, 소방용 시각경보기, 소방유도등,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방점검구, 점포분전반 및 MAIN분전반(소방시설물은
당초 설치인 경우에 한정)
3. M
 AIN분전반 내 한전계량기가 집합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임의로 해체, 철거, 파손 시에는 전기량이 검측 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는 내장공사 및 관
리 시 이를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 및 관리 시에는 한국전력과 사용량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과의 문제를 분
양계약자가 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가 내부 천정, 바닥의 공용시설물, 복도 및 공용부위에 공용시설물(수신반, 분전반, 약전함)이 설치되어 임
의 해체, 철거, 파손 시에는 다른 점포에 피해가 생기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제반 피해 발생 시 분양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4. 법적 기준에 따라 분양계약자는 준공 후 즉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
주(수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으로 대체)시켜야 한다.(전체 전기용량 75KW이상시 해당됨_근린생활1(50KW) 근린생활2(72KW)_계약전력
변동시 전기안전관리자 즉시선임)
5. 필요 시 상가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PAD TR과 개폐기 설치용 장소제공 및 위치선정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12) 기계설비 관련사항
1. 기계설비 시설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기계설비 시설물 현황
호수
전체호실 공통

가스(미터기 제외) (20A)
1개소

급수(미터기 포함) (15A)
1개소

배수구(캡 마감) (75A)
1개소

2. 각
 상가에 급수는 시상수 Main 계량기에서 점포 내 수도 계량기 1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계량기 이후 배관 및 수전류 설치는 분양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옥외 및 화장실 부위에 대한 사용량은 점포 면적별로 환산하여 공용요금으로 징수한다.

3. 각 상가에 배수구(75A)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단부 노출 및 캡 마감), 추후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분양계약자의 비용 및 부담으로 하며, 바닥
을 Opening하여 추가 배수구 설치는 불가하다. (배수설비 계획 시 유분발생이 우려될 경우 그리스트랩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하
자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4. 각 상가에 가스는 밸브(20A)까지 설치되었으며, 가스기구에 배관연결, 계량기설치 및 도시가스 검사는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또한가스배관
의 1차 인입 배관은 각 상가의 천장을 경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될 수 있다.
5. 분양계약자는 각 상가의 공용시설물(기계실 시설물, 시상수 Main계량기함, 소방용 시설물, 화장실)을 운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은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실내기, 실외기 포함)에 필요한 타공 및 방수 등의 관련 일체 공사는 분양계약자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훼손 및 하자 발생시의 배상과 책임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7. 냉장·냉동시설 등의 운영을 위한 냉동기 등은 분양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하자 및 민원에 대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8. 주방 배기는 분양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주방배기 계획 시 유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유
증기 필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9. 점포 내 별도 급탕 및 환기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10.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물이 타 상가에 위치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 및 유지·보수 시 간섭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실외기실은 공용공간에 설치한 통합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장소에 추가설치시 이에 대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냉매배관은 실외기실로 연결되어 있음)
13) 기타 유의사항
1. 주요 구조부(기둥, 보, 벽 등)에 대한 구조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2. 상가 내부 마감은 사용 승인(준공)전 변경이 불가하다. (준공 및 잔금납부 전 실내장식 작업 불가)
3. 상가 1층의 바닥천공은 불가하며, 천공으로 발생되는 구조적 결함의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4. 상가의 창호 및 칸막이 벽체, 바닥 등 마감 자재는 사용 승인(준공)전 변경이 불가하고, 분양계약자 및 실사용자의 취향 및 업종에 따른 변경은
사용 승인(준공)후 가능하며 그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5. 상
 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구조의 변경·해체는 절대 불가하며, 마감자재 교체 등 전체적인 상가 마감재의 미적 요소를 위해(危害)하는
인테리어 마감은 불가하다.
6. 분양상가의 시설 기준은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건축 설계도서에 의한 바닥, 벽체, 천정의 기본 건축마감과 기본 조명
으로 설치되며, 건물 내벽 중 공용부분의 외부 마감은 시행 주체의 부담으로 하고, 전용면적 내부의 칸막이 변경·추가 등 분양계약자 및 실사용
자의 업종 경영을 위한 시설과 전용면적 부분의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구분
마감수준

천정
텍스

벽
도장

바닥
비닐계타일

7. 상가 시설물 중 상가 간의 경계 벽체는 설계도서에 의한 건식벽체로 설치되고, 벽체는 공용사용 부위로서 분양계약자 및 실사용자가 임의 변
경·해체할 수 없으며, 업종시설을 위한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해당 벽체변경, 시설물 설치 시에는 관련 공용 사용 수분양자 및 시행주체
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임의 변경으로 인한 파손 및 보수, 손해 등 발생 시 분양계약자 및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및 손
해배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분양계약자는 분양받은 전용부위를 수공간(물을 사용하는 장소)으로 사용 시는 분양계약자 및 실사용자의 책임 하에 바닥 방수를 하여 아래층
에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 및 실사용자에게 있다.
9. 분양계약자 및 실사용자의 업종 경영을 위한 시설과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기준과 설치기간은 시공사의 본 전체 건물의 시설 및 내장
계획에 의하여 시공사가 정한다. 이 경우에도 13)기타유의사항 제2, 3, 4호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10. 위 분양상가의 매장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설비가 요구될 경우 분양계약자는 시행 주체가 지정한 자(추후 설립되는 상가운영위원회의 또는 관
리업체 등)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분양계약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11. 전용면적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전체 건축물의 미관과 디자인의 통일성 유지, 시설보호, 위해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시공 전과 시공 후에 반
드시 시행주체가 지정한 자(추후 설립되는 상가운영위원회의 또는 관리업체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인·허가 도서상의 구조방식이나 기초의 형식 등은 본 공사 시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개별 동의
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다. 이 때 분양계약자는 시행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각종 PD는 매수인 및 실사용자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14. 계약 이후 분양계약자 및 실 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단일 호실에 대한 설계 변경은 불가하다.
15. 점포 전면 가로수, 가로등, 문주, 신호등 제어패널, 단지시설물, 한전PAD등으로 인해 간판 및 점포의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6. 입점 후 불법구조 변경 시(해당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 본 상가는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5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설계
변경 또는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은 개별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18. 정육점, 슈퍼마켓, 세탁소 등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은 현재의 단상 전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3상 전기로 변경하는 전기공사를 추가로
상가 분양자 또는 임차인이 별도의 비용으로 스스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19. 단지 주출입구에 별도의 문주가 설치되며, 문주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 상가의 주차는 근린생활시설1은 옥외주차장 7대(조업주차 1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근린생활시설2는 지하주차장에 6대(조업주차 1대, 장
애인주차 1대 포함) 배치되어 있다.
21.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1은 옥외주차장 옆에, 근린생활시설 2는 지하주차장 내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 시공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22. 상가의 1층에 방범셔터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23. 각 점포의 입구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Slope가 설치될수 있으며, Slope의 경사도는 인ㆍ허가권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4.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은 관련 인ㆍ허가권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5. 상가 천정 내부(전용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배관, 배수배관, 소화배관, 가스배관, 전기트레이등을 철거하거나 훼손 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
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6. 단지 북측도로 경계부에는 녹지가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1의 점포는 도로내 보도에서 직접 접근이 제한되며, 녹지 및 조경공간은 입주
자가 임의로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다. (상가 전면 보도는 잔디블럭으로 시공예정임)
27. 단지 서측도로 경계부에는 완충녹지 및 단지내 조경이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2의 점포는 도로내 보도에서 직접 접근이 제한되며, 완충
녹지 및 조경공간은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다.
28. 근린생활시설1의 지붕은 옥상조경이 설치되어있으며, 입주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29. 상
 가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서 공동주택시설 및 세대와 간섭될 수 있으며, 상가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30. 조경식재 사항 및 각종 시설물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승인 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점포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
하여도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31. 대지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개공지, 대지 내 도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개별
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32.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및 그에 따른 점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3. 근린생활시설2의 주차장과 접하는 도어는 철재 문으로 시공예정으로 추후 이를 변경하거나 해체할 수 없다.
34. 근린생활시설2는 지하층에 위치하여 간판, 현수막, 기타 광고물 설치위치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전면도로 경사로 인해 도로의 레벨과 상가 각 호실의 레벨차가 있어 점포의 가시성 확보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6. 도로레벨이 구간별로 상이하여 상가 호실별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조경계획 및 식재로 인한 마운딩에 따라 레벨 값은 변경 될 수 있다.
37. 근린생활시설2는 추후 상가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
▣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안내
더샵 오포센트리체 단지내상가(근린생활시설)의 간판, 현수막, 기타 광고물 설치는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및 근린
생활시설의 미관을 감안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허가 관청의 광고물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자 및 관리단이 규정한 점포별 위치, 규격, 재료 등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설치비용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설치 시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한 제반 피해는 분양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분양보증 관련
(1)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 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 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 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 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
을 관리(주 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 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 채무자ㆍ공동사업주
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 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 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
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 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
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
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 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 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 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 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
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
 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 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
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보증서 번호

제 01282021-101-0011900 호

보증 금액(원)

1,890,880,000

보증 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사명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케이씨엔지니어링

㈜수양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114-81-64961

135-81-66082

124-81-49079

감리금액(원)

3,761,463,200

787,760,6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 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시공사

상호
㈜포스코건설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 분양안내 홈페이지 : http://www.더샵오포센트리체.co.kr
▣ 분양사무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전동 63-20
▣ 분양문의 : 1544-848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3,850,000

법인등록번호
174611-0002979

